
생물정화 (bioremediation)

• 생물정화란 환경에 적응성이 용이하고 2차 환경오염의 발생이 적은 미생물을 이

용하여 독성 화합물과 유해 폐기물에서 유래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제거, 감소, 변형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 생물정화기술은 1940년대 미국 Texas 부근의 원유 산업 시설의 오염 정화에

처음 이용되었다. 이후 Exxon Valdez 유조선 사고에 의해 유출된 원유로 오염

된 해안 지역의 정화를 위해 EPA와 Exxon사가 생물학적 처리 기술을 도입함으

로써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되었다. 또한 Amoco Cadiz, Apex Barge, Mega

Borg, Seal Beach 등에도 생물정화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오늘날에는 생물정화

의 대상지역으로 오염된 토양, 슬러지, 담수 및 지하수, 해수 등이 주요 대상이 되

고 있으며, 생물정화기술의 적용은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 환경 조건의 최적화를 통한 미생물의 활성 증대로 대상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생물정화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첫째, 서식하는 토착미생물의 활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양염, 전자수용체,

과산화수소, 온도, pH 등을 조절하는 방법 (biostimulation)이 있다.

둘째, 오염물에 분해능이 우수한 자연계에서 분리한 미생물이나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을 첨가하는 방법

(bioaugmentation)을 이용한 생물정화기술이다.

• 생물학적분해 특성 : 미생물들은 종종 특정한 화합물을 분해하기 전에 적응기

(acclimation periods)를 나타낸다. 새로운 기질에 미생물이 노출될 경우 적응

(acclimation)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나타난다.

첫째, 화합물에 노출되기 전 미생물들은 특정 효소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농도로 존재할 때 유도 (induction)나 억제 (depression)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유전적인 변화에 의해 새로운 대사 능력 과정이 선택되어 진행된다.

셋째, 미생물 개체수가 증가한다. 미생물의 적응은 기질의 농도에 의해 결정되며,

기질의 농도가 한계 농도 (threshold concentration) 이하일 때는 적응되지

않으며, 접종 양과 접종 형태, 대상 화학물질의 구조, 물리적 매개변수가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

• 지체기는 난분해성 인공화합물이 분해 시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런 물질

이 분해를 위한 미생물의 유전학적인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물질분해를 위한 새로

운 효소의 유도에 필요한 시간, 또는 사용 가능한 기질이 고갈로 인해 인공화합물

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응 조건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 및 그

독성의 파악이 필요하며, 또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